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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parents' monitoring·affection, their 

children's learning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n middle-school boys’ and girls' English·Math 

academic achievement. The subjects were the 3rd middle-school 1,123 students taking the private tutoring of 

English and Math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s(KCYP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regardless of middle-school students' sex, as monthly average private tutoring expenses were 

more, the levels of parents' monitoring, and their children's learning value·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were higher, so middle-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er. Secondly, regardless of middle-school 

students' sex, thei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were the highest predictors of English·Math achievement. 

Also, their learning value and parents' monitoring influenced middle-school boys' English·Math achievement in 

order. On the other hand, monthly average private tutoring expenses influenced middle-school girls' 

English·Math achievement. Furthermore there were no moderating effects of parents' monitoring·affection, 

their children's learning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between monthly average 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middle-school boys' and girls' English·Math achievement.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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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parents and Home Economics was suggested in attaining middle-school students' higher academic 

achievement. Especially, Home Economic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enhancing middle-school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and learning value necessary for middle-school students' higher academic 

achievement.  

Key words: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사교육비(private tutoring expenses), 감독(monitoring), 애정(affection), 

학습가치(learning value), 자기조절학습능력(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세계적 수준으로, 학부모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

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고

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

다(Naver Wikipedia, 2014). 따라서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중 공공 교육기관 밖에 지출

되는 비용, 예를 들어 학원비, 과외비 등으로 구성된다. 

2013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 6천억으

로(Ministry of Education, 2014), GDP 대비 사교육비는 

OECD 평균에 세 배가 넘는 수준이며 매년 사교육에 대

한 학부모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Yonhap News, 2013). 학

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높은 부담은 ‘에듀푸어’ 라는 계

층을 창출할 만큼 심각한데,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감당하

느라 부채에 허덕이는 ‘애듀퓨어’ 에 해당되는 가구가 전

체 가구의 13%인 82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Joongboo Daily News, 2013). 최근 중앙정부는 이러한 사

교육의 과열화 현상을 저지하고자 공교육의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만을 금지하

였을 뿐 실질적인 수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선행학습금지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

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Kookje 

News, 2014). 

사교육의 가열화 현상은 학벌주의 및 교육을 사회적 성

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학부모의 왜곡된 가치관과 

관련된다(Song et al., 2010). 과거 사교육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 학교수업을 보충․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수

하고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

는 수단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보충․

심화학습의 의미보다는 진학을 위한 학습지도 및 선행학

습의 의미로 사교육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수행

된 Ministry of Education(2014)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68.8%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26만 7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교육은 주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

한 주요 교과목인 수학(45.8%)과 영어(44.0%)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학부모는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자녀의 성적상승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

듯이 사교육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규명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나,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Kim(2003)은 부모의 

사교육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인다고 보고한 반

면 사교육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거나(Hahn, Sung, & Gil, 2001), 오히려 학업성

취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제시한 연구(Kim, 2005)도 있

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적 간의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통해 사교육만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습자의 개인내적 변인과 환

경적 변인이 사교육과 함께 고려할 때, 학업성취도를 설

명하는 정도가 높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

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을 부모의 

양육방식 등의 환경요인과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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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 등의 학습과 관련된 내적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탐색한 연구들(Do, Kim, Kim, & Son, 2012; Jin & Kim, 

2010; Kim & Lee, 2011; Lim & Chung, 2013; Shin, 

Hwang, & Seo, 2010)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대부분 부모 및 교사변인 등의 환경요인과 자녀의 

학습관련 내적 변인 및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탐색하고 있다.  

한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사교육비, 학습자의 

개인내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몇몇 연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Shin 등

(2010) 및 Kim(2007)에 의하면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적 요인과 학습

자 요인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즉, 부모의 사교육을 통

한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 자녀의 올바른 학습가

치, 자아통제력 및 자아존중감 등이 수반된 상황에서 증

가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

한 사교육의 효과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자녀의 올

바른 학습가치가 수반될 때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

함으로써 사교육 맹신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모의 사교육비,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

관련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매우 드

문 실정이며 자녀의 학업성취도 역시 수학성적에만 초점

을 맞추거나 전체 학급 등수를 측정함으로써 영어와 수학

과목에 집중된 사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과목에 대

한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정도,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었다. 

한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및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부모는 일정한 

가구소득 내 자녀에게 교육적 투자를 할 경우 가장 효율

성이 높은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유리한 직업구조 및 임금체계를 

가진 경우 아들에게 교육적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

다. 반면 성 평등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는 여아에게 교육

적 투자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격려할 수 있다. 이러한 주

장을 토대로 몇몇 연구들(Kim, 2007; Kim & Lee, 2006)

을 통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수준 및 양

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 등의 영향력이 탐색되었으

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Kim과 

Lee(2006), Kim(2007)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녀 청

소년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부모의 관심 및 대화가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긍심, 가족소득 및 부모의 교육수준, 사교육비 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종합해 보면, 자녀

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모의 사교육비 및 양육방식, 

자녀의 학업관련 내적변인의 영향력을 자녀의 성별에 따

라 비교․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이러

한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사교

육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 수준,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

의 학습관련 내적변인의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을 중학생

의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에서 선정한 독립변인이 남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주효과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

비의 영향에 있어 부모의 애정 및 감독,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과목이 수학

과 영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학과 영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며, 학업성취도 역시 

수학 및 영어과목으로 제한하되, 선행연구들(Lee, 2012; 

Park & Kim, 2003; Shin, Shin, & Kwon, 2004; Yang & 

Lee, 2012)을 토대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제시된 애정 및 감독, 학습자 변인

으로 학습가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들(Kim, 2007; Kim & 

Lee, 2006; Phang & Kim, 2002)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가족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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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변인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영어․수학 학업성

취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관련문헌 고찰

1. 국내⋅외 사교육 현황 

최근 Ministry of Education(2014)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에 의하면 2013년 사교육비의 총 규모는 18조 6천억원이

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 9천원으로 전년대

비 1.2%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26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과 고등

학생의 경우 각각 23만 2천원과 22만 3천원으로 조사되었

다.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을 알아본 결과 수학과 영어가 

각각 45.8%, 44.0%로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

며 주로 학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3천원, 남학

생의 경우 23만 5천원이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여학생이 

69.3%, 남학생이 68.4%로 유사한 수준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41

개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학․과학 성취도 동

향조사(The trends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에 의하면 전체 중학생 중 37.6%가 사교육

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필리핀, 일본, 홍콩,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로 아시아 국

가와 일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

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사교육의 역할은 한국, 루마니아, 

태국의 경우 교육경쟁에서 이점을 얻고자 하는 기능이 두

드러진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적부진 학생들의 보충

학습 기능이 우세하였다(Kim, 2007). 

2. 자녀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사교육과 관련된 오래된 쟁점은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에 기여하는지 그 여부에 관한 것이다. 사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건을 가진 사회에서 활성화된다. 

우선 고등교육 진학이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개인의 자질

과 노력에 의해 계층이동이 결정되는 사회일 경우 사교육

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교육적 성공이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공교육 이외

의 교육적 투자를 통한 사회적 성공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Kim, 2007). 이

러한 교육조건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 및 일본, 대

만 등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사교육이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사교육이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

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우선 Sawada와 

Kobayashi(1986)는 일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수

학성취도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원에서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수학성취도가 사교육 경험

이 없는 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키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이 학업성적과 대학진학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Tansel과 Bircan(2006)에 의하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적도 높고 대학진학률도 높았다. 한편 사교육 유형 중 

개인과외에 초점을 맞추어 홍콩 중학생의 사교육 효과를 

분석한 Zhan 등(Zhan, Bray, Wang, Lykins, & Kwo, 2013)

의 연구결과 개인과외가 학교시험 준비에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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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ergany(1994)는 이집

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Xue와 Ding(2009)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교

육 경험과 학업성취도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제시되었다. 

국내의 경우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한 선행연구의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는다. Lim과 

Chung(2013) 및 Kim(2007)은 사교육 경험이 중학교 및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수능성적, 대학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오히려 사교육 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Kim, 2005)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

들(Hahn et al, 2001; Kim, 2007)도 있다. 

특히 Do 등(Do, Kim, Kim, & Son, 2012)의 연구결과 

다른 교과목에 비해 영어와 수학 교과목에서 사교육비 지

출 수준이 높을 경우 우수한 성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고등학교 

이전에 나타나며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됨으로써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가 교과 및 학교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

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의 영향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다

음과 같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구의 표본특성 

및 사교육의 측정기준(사교육 경험 유무․시간․비용), 학

업성취도 측정과목 수(예: 한 개의 교과목 또는 한 개 이

상의 교과목), 사교육 유형 및 질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Zhan et al, 2013). 또한 Shin 등(2010)에 의하

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의 동기 및 

과목에 따라 달라지며 사교육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효과는 학습자 및 환경적 요인이 결합될 때, 더 크

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적절한 관리 및 감독과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 때, 사교

육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학교급에 따라 다양한 연

구방법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여러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사교육의 효과를 다각적

으로 규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사교육 및 부모의 양육방식, 학습자 변인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를 통한 경

제적 지원의 효과는 Becker(1993)의 투자이론을 통해 설

명될 수 있다. 투자이론에 의하면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사교육 및 올바른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달리 Coleman(1988)은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도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자원 보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시간적 투자 등의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또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

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의 사회적․심리적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들(Jang, 2005; Kim, 2007; Shin et al., 2010)이 누적

되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의 경

제적 자원은 사회적 자원과 결합됨으로써 또는 사회적 자

원만으로도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업관

리 및 사교육비 수준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부모의 학업관리 수준이 높은 경우 

사교육비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사교육 영향을 부모의 학업관리가 조절하였다. 반면 부모

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자원보다 부모의 양육방식 및 관

심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제

시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자들(Chang & 

Sohn, 2005; Kim, 2004; Kim, 2007; Park & Kim, 2003)은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 사교육비 수준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등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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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자녀와 의사소통 및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

습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잘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한편 자녀의 특성 또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인이며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학습자의 학

습가치와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학습가치는 학습자가 학교와 학습과제

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

하며 학습의 동기, 의욕, 목적의식을 포괄한 개념이다

(Kim, 2005).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주의집중력, 

자기통제력, 효율적인 학습방법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

된다(Heo, Lee, Hwang, & Kim, 2010). 학업에 대한 기본

능력 중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과 통제력을 포괄한 개념으로 학업성취도의 개인차

를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Zimmerman 

& Martinez-Ponz, 1990). 긍정적인 학습가치와 자기조절학

습능력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선행연구들(Grolnick & Slowiaczek, 1994; Kim & 

Kim, 2009)을 통해 보고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학습에 부

여하는 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는 높았다.

또한 몇몇 연구(Jang, 2005; Kim, 2007; Shin et al., 

2010)를 통해서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Jang(2005)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 스스로 사교육을 

원해서 선택한 경우 부모의 압력에 의해서 사교육을 수강

하는 경우에 비해 학습동기 수준 및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습을 관리하며 부모의 지원을 자신의 학업자원으

로 잘 활용함으로써(Zimmerman, 2000), 사교육이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수 있다. 

4. 자녀의 성별에 따라 사교육 및 부모의 양육방식, 

학습자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성별에 따라 사교육 및 부모의 양육방식, 학습자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경향을 제

시하기 전, 우선 자녀의 성별에 따른 교육적 투자 및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의 교육적 투자 및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성

별 차이를 제시한 이론으로 부의 극대화 가설(the wealth 

maximization hypothesis), 합리적 행위이론(the rational action 

theory), 교육에 의한 평등주의 가설(the education-induced 

egalitarianism hypothesis)을 들을 수 있다. 

우선 부의 극대화 가설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을 토대로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자원을 배분할 때, 부모는 효율성을 

고려한다. 즉, 노동시장이 남성에게 유리한 구조일 경우 

아들에 대한 교육투자 수익률이 높으므로 아들 교육에 우

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가 제

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투자 및 학

업성취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러

한 성별차이의 감소 폭은 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류층이 먼저 교육투자 대비 수

익률이 감소됨을 빠르게 인식함으로써 자녀의 성별에 따

라 교육적 투자의 차이를 두지 않는 반면 하류층의 경우 

중류층 보다 교육적 투자의 성별차이의 감소 폭이 더딘 

경향이 있다(Chang, 2004, 2006).  

합리적 행위이론 또한 교육적 투자의 수익률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부의 극대화 가설과 유사하다

(Jonsson, 1999). 즉, 모든 부모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계

급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높은 계급적 지위를 획득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하류층 계층보다 중류층 이상의 

계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Goldthorpe, 2000).

한편 교육에 의한 평등주의 가설은 앞서 언급한 두 이

론에 비해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 자기만족 등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Jacobs, 1996). 교육에 대한 내재적 가치

는 부모의 교육적 수준과 관련된다. 즉, 고학력 부모는 저

학력 부모에 비해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더 많이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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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함에 따라 자녀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더 많이 가지므로(Buchman, 

Thomas, & Troy, 2003), 딸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

하려는 경향이 있다(Chang, 2006, 재인용).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부모의 교육수준 및 취업

여부, 가족의 소득 및 사교육비, 가족관계 등 다양한 변인

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녀의 성별

에 따라 분석한 연구(Kim, 2007; Kim & Lee, 2006)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우선 Kim과 Lee(2006)는 우리나라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관련된 가족환경 변인을 

탐색한 결과,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녀 고등

학생 모두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구소득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

니의 학력과 취업여부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높

은 학력과 미취업상태가 학업성적에 독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어머니가 고학력이면서 미취업상태인 

경우 학업성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

머니의 학력과 취업상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남녀 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 수준은 학업성적에 어

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im과 Lee(2006)의 연구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다. 즉,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 사교육비, 

부모의 관심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

우 자신에 대한 평가, 아버지의 지위, 사교육비, 부모의 

관심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 및 부모의 

관심수준,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았던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만족도 및 사교

육비, 부모의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전

문직일수록 학업성적이 높았다. 특히 남녀 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 투자가 있고 부모의 관심도가 높은 경우 학업성

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교육비와 부모

의 관심도 간의 상호복합적인 영향력이 규명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2010

년에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s: KCYPS)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패

널의 3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학생 중 영어와 수학 사교육 

경험이 있는 남녀 학생 1,123명과 그 부모이었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자료수집이 

시작되어 현재 3차년도 자료(2010～2012년)가 발표되었으

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3학년

(총 2,351명)이 되었을 때 측정된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학원, 개인․그룹과외, 인터넷, 방문수업 등을 통해 영

어와 수학 사교육 경험이 모두 있는 남녀 학생 1,123명을 

추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 측정 시, 부모

의 감독과 애정의 경우 1차년도 자료를, 그 외 독립변인

인 월평균 사교육비, 중학생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

력의 경우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

인인 부모의 감독과 애정을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측

정한 이유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환경변인 중 연령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 

속성을 보이는 부모 양육방식 등과 같은 변인들을 2∼3년 

주기별로 측정하므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부모 양육방식

은 1차년도 단 1회에 한해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우선 본 연구대상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53.6%와 46.4%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월 평균 가

족수입은 3,903,863원으로 150만원 초과에서 400만원 이

하인 경우 60.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

상의 가족배경을 알아본 결과, 양부모 가족이 대부분

(93.2%) 이었으며 아버지 최종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50.7%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9.1%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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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requency(%)

Middle-school students' sex
Male 601 (53.6)

Female 521 (46.4)
Totals 1,122 (100.0)

Family income per month

1,500,000 won or under 44 (4.1)
more than 1,500,000 won  -  3,000,000 won or under 275 (25.7) 
more than 3,000,000 won  - 4,000,000 won or under 374 (34.9) 

more than 4,000,000 won 379 (35.4) 
Totals 1,072 (100.0)

Family composition 
Two-parent families 1,017 (93.2) 

Single-parent families 74 (6.8) 
Totals 1,091 (100.0)

Fathers' highest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or under  25 (2.4) 
High school graduation 386 (36.7) 

College graduation 107 (10.2)
University graduation 471 (44.8) 

Graduate school graduation 62 (5.9) 
Totals 1,051 (100.0) 

Mothers' highest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or under  24 (2.3) 
High school graduation 518 (49.1) 

College graduation 116 (11.0)
University graduation 375 (35.6) 

Graduate school graduation 21 (2.0) 
Totals 1,054 (100.0)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n=1,123)

한편 중학교 자녀의 성별에 따라 월평균 가족수입, 가

족구조, 부모 최종학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아동․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중학교 자녀의 영

어․수학의 학업성취도는 영어 및 수학성적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측정되었다. 우선 영어 및 수학점수는 각 과목의 

점수에 대해 96점이상, 95-90점, 89-85점, 84-80점, 79-75

점, 74-70점, 69-65점, 64점이하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1～

8점을 부여한 척도에 대해 중학교 자녀 스스로 척도에 응

답하는 형태로 평가되었다. 채점 시, 영어 및 수학점수 척

도는 역채점을 실시하였으며, 2개 과목의 평균점수를 산

출하여 영어와 수학과목의 학업성취도로 사용하였다. 따라

서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점에서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2) 월평균 가구소득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지정된 월평균 가구소득은 

패널조사에 참여한 부모가 기입한 연간 총 가구소득을 12

개월로 나눈 값을 적용하였다. 

3) 부모의 학력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지정된 부모학력의 경우 패

널조사에 참여한 부모가 조사지에 제시된 최종학력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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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학교졸, 대학원졸)에 

직접 표기하는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4) 월평균 사교육비 

연구대상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중학교 자녀의 부모 중 패널조사에 참여한 부모가 연구대

상 자녀에게 지출되는 월평균 사교육비(영어, 수학)를 직

접 기입하는 형태로 측정되었다.

   

5)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은 Huh(1999)가 제작한 부

모양육태도 검사의 감독(3문항), 애정(4문항) 하위척도에 

대해 중학교 자녀가 응답하는 형태로 측정되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감독 및 애정척도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각 척도별 점수범위는 감독 척도의 

경우 3∼12점, 애정 척도의 경우 4∼16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감독 및 애정수준이 높다고 인식하

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감독 .76, 애정 .83이었다. 

6) 중학교 자녀의 학습가치

중학교 자녀가 지각하는 학습가치는 학습을 가치있게 

여기며 유용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Yang(2000)

과 Kim(2006)이 개발한 척도 중 학습가치 하위척도(7문

항)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 형태로 측정되었다. 학습가치 

척도의 경우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데 유용할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

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

며 학습가치 척도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학습가치 점수범위는 7∼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학습가치 척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70

이었다.  

7) 중학교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 인지, 행동

올 통제하여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Yang(2000)과 Kim(2006)이 개발한 자기조절학습능력 하위

척도(5문항)를 사용하여 중학교 자녀가 스스로 보고하는 

형태로 측정되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는 ‘나는 공부

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한다’, ‘나는 노는 것

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 어렵다’ 등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일부 문항

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점수범

위는 5∼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8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배경과 측정변인의 기술적 경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중학생의 성별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연구문제 2에 대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지정하여 월평균 사교육비, 부

모의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자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을 

1단계에 투입하였다. 이 때, 부모의 학력은 명목변인이므

로 각각 더미변인(dummy variables)으로 처리하였다. 부모 

학력의 경우 부모 모두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기준범주(0

점)로 설정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1점), 전문대 졸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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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4년제 대학졸업 이상(대학원 졸업 포함)(3점)을 비교

범주로 지정하였다. 그 후, 2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독립변

인(월평균 사교육비, 부모의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3단계에서는 사교육비가 자녀의 영

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조절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월평균 사교육비와 생성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3단계에서 상호작용 항

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절차를 적용하였다.

특히 연구문제 1, 2 분석 시, 월평균 가구소득과 사교육

비는 학업성취도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로그

(logarithm)로 변환된 변수를 사용하였다(Kim, 2007; Shin 

et al., 2007). 

Ⅳ. 결과 및 고찰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순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1.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

⋅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인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영어․수학 학업

성취도와 부모의 사교육비,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남자 중학생의 경우(<Table 2> 참조), 부모의 월평

균 사교육비 수준, 부모의 감독,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

조절학습능력은 모두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

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r=.14, p<.01), 부모의 감독수준

이 높을수록(r=.18, p<.01), 남자 중학생이 학습에 대해 긍

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r=.32, p<.01), 남

자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r=.34, 

p<.01)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Table 3> 참조)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월평

균 사교육비 수준, 부모의 감독,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

절학습능력 모두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

수록(r=.21, p<.01),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r=.15, 

p<.01), 여자 중학생이 학습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

는 정도가 높을수록(r=.24, p<.01), 여자 중학생의 자기조

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r=.34, p<.01) 영어․수학 학

업성취도가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생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 및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정도, 부모의 감독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Shin 등

(2010), Do 등(2012), Lim과 Chung(2013), Yang과 Lee(2012), 

Lee(2012)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의 평균

을 살펴본 결과, 남녀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는 

각각 4.58, 4.57로 가능한 점수범위(1～8점)를 고려해 볼 

때,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4점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녀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로그값)는 

각각 12.81과 12.82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로그값을 취하

기 전 월평균 사교육비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 411,879원, 

여자 중학생의 경우 418,828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

과 애정 양육방식의 경우 남녀 중학생 모두 3.02～3.26점

의 점수범위에 해당됨으로써 가능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남녀 중학생의 학

습가치의 경우 각각 2.93, 2.96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남

자 중학생: 2.52, 여자 중학생: 2.45)에 비해 다소 높은 수

준이었다. 

한편 중학교 자녀의 성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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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1)  English․Math academic achievement 1.00

(2) Private tutoring expenses per month(log)  .14** 1.00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3) Monitoring  .18** .03 1.00
(4) Affection .08 .04 .35** 1.00

  Middle -school boys' 
  learning-related variables

(5) Learning value  .32** .05 .15** .18** 1.00
(6)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 34** .06 .18** .14**  .46** 1.00
M(SD) 4.58(2.30) 12.81(0.51) 3.19(0.62) 3.04(0.63) 2.93(0.60) 2.52(0.48)

**p < .01

Table 2. The means,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Middle-school 

boys(n=601)

Variables (1) (2) (3) (4) (5) (6)
(1)  English․Math academic achievement 1.00

(2) Private tutoring expenses per month(log)  .21** 1.00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3) Monitoring  .15**  .11* 1.00
(4) Affection .05 .01 .46** 1.00

  Middle -school girls' 
  learning-related variables

(5) Learning value .24** .05 .14** .12**  1.00

(6)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34** .05 .23** .15** .41** 1.00

M(SD) 4.572.34) 12.82(0.52) 3.26(0.61) 3.02(0.63) 2.96(0.53) 2.45(0.49)
**p < .01, *p < .05

Table 3. The means,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Middle-school 

girls(n=521)

변인의 평균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

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제외한 다른 변인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3, p<.05). 

2.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

⋅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문제 2에서 제시된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

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

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방식으

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수학 학업성취

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4>,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Table 4> 참조), 1단계에 통제변인

으로 투입된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 중 월평균 

가구소득(β=.12)이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2

단계에 투입된 변인 중 부모의 감독(β=.10), 남자 중학생

의 학습가치(β=.18), 자기조절학습능력(β=.21)은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자 중학생

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중학

생이 학습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

록,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특히 남자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습가치가 부모의 감독에 비해 영어․수학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의 감독․애정 양육방식,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의 영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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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English․Math academic achievement

1st step
β  

2nd step
β  

3nd step
β  

Family income per month(log)   .12**  .10*  .10*

Fathers’ 
education 

High․Middle school graduation -.05 -.04 -.05
College․Middle school 

graduation
.04 -.01 -.03

University/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ion

.02 -.01 -.02

Mothers’ 
education 

High․Middle school graduation .03 -.11 -.12
College․Middle school 

graduation
.05 -.03 -.03

University/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ion

.18 .03 .01

Private tutoring expenses per month(log) (A) .08 .09
Parents' monitoring(B)  .10*  .10*

Parents' affection(C) -.04 -.04
Middle-school boys' learning value(D)  .18***   .19***

Middle-school boy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E)

 .21***   .21***

A x B -.03
A x C -.03
A x D .04
A x E -.04
△R2 .13*** .00
 R2  .07*** .20*** .20***

 F 5.47*** 10.82*** 8.21***

*p < .05, **p < .01, ***p < .001

Table 4. The hierarchical regressions of middle-school boys' academic achievement

교육비와 감독․애정 양육방식,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

기조절학습능력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경우 추가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의미있지 않았다. 회귀방

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

성취도 변량의 총 20%를 설명해 주었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Table 5> 참조), 1단계에 통제변인

으로 투입된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 중 월평균 

가구소득(β=.17)이 여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여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2

단계에 투입된 변인 중 부모의 사교육비(β=.15)와 여자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β=.31)은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자 중학생의 영어․수

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사교

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남자 

중학생과 동일하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

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였다. 한편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여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의 영향을 조절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사교육비와  감독․애정 양육

방식,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상호

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경우 추가 설명량이 통계적

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

인들은 여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변량의 총 

22%를 설명해 주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월

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 중 월평균 가구소득만이 남

녀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125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English․Math academic achievement

1st step
β  

2nd step
β  

3nd step
β  

Family income per month(log)   .17**  .17**  .17**

Fathers’ 
education 

High․Middle school graduation -.21 -.19 -.17
College․Middle school 

graduation
-.06 -.03 -.03

University/Graduate․Middle 
school graduation

-.12 -.12 -.11

Mothers’ 
education 

High․Middle school graduation .26 .23 .24
College․Middle school 

graduation
.16 .17 .16

University/Graduate․Middle 
school graduation

.33 .27 .26

Private tutoring expenses per month(log) (A)   .15**  .15**

Parents' monitoring(B)  .06  .06
Parents' affection(C) -.07 -.07

Middle-school girls' learning value(D) .08 .08
Middle-school girl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E)
  .31***  .31***

A x B .03
A x C .02
A x D -.00
A x E .02
△R2 .15*** .00
 R2  .07*** .22*** .22***

 F 4.59*** 10.03*** 7.56***

**p < .01, ***p < .001

Table 5. The hierarchical regressions of middle-school girls' academic achievement

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

을수록 남녀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어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

로 제시된 Do 등(2012)의 연구결과와 가구소득 수준이 높

을수록 여자 중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Kim과 Lee(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의 소득수준 자체로도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정의 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우수한 교재, 자료 및 학습 환경

을 제공하거나 사교육비 투자를 통해서 자녀의 학업에 대

한 긍정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단계의 투입된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통제

한 후,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

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

과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반면 여자 중학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중학생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

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사교육비 및 부모의 학업관리 보

다 중학생의 수학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주 요인으로 

제시된 Shin 등(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Zimmerman과 Martinez-Ponz(1988)에 의하면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학업성취도에 있어 개인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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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학업성취도 전체 변량의 80%를 설명할 수 있다

(Yang & Lee,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투입된 사교육

비,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 학습가치에 비해 자기조

절학습능력이 남녀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가

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된 결과는 Zimmerman과 

Martinez-Ponz(1988)의 주장과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에 한해 학습가치 또한 영어․수학 학업성

취도를 주요하게 예측하는 학습자 관련 변인으로 제시되

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

가할수록 학습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학습과정

에 필요한 학습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업성취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Garcia & 

Pintrich, 1996). 특히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에서 만

이 학습가치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된 점은 Ahn(2003)의 연구결과를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다. Ahn(2003)은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성취목표

지향성과 내적 동기가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내적동기가 과제

수행을 예측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는 

과제수행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및 과제에 대한 흥미, 과

제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인해 행동을 수행

하게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Ahn, 2003), 학습에

서 오는 가치 및 학습의 유용성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본 

연구의 학습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남자 중학생의 경우 학습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록 그 과제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으며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지

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이, 여자 중학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

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고등학생 모두 사

교육비 수준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

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Kim과 Lee(2006)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해 준다. 반면 여자 중학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

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감독 및 애정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고등

학생의 경우 모두 사교육비 수준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 반면 부모와의 대화정도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된 Kim과 Lee(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관심 및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

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Kim(2007)의 연구결

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결과 간의 불일치한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계층과 상관없이 아들에

게 교육적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

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딸에게 교육적 투

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Chang, 2004). 따라서 계층과 

상관없이 아들에 대한 높은 교육적 투자가 존재하는 사회

에서 딸은 자신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 투자 수

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의 의미에 내포된 자신의 학업

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여아는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순응

이 조장되는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Song, 1995) 딸은 사교

육비 지출을 통한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

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

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의 대상이 여자 중학생인 반면 선행연구(Kim, 

2007; Kim & Lee, 2006)의 대상은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단순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외, 부모의 감독 및 대화 등

의 심리적 지원이 더 필요한 시기이므로 Kim과 

Lee(2006), Kim(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대화 등의 심

리적 측면이 여자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력이 부각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몇몇 선행연구들(Kim, 2007; Shin et al., 

2010)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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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 및 중학생의 학습가치, 자기조

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 간의 불일치는 사교육 및 학업성취도 측정

기준 및 연구대상 등의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우선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Kim(200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사교육비의 경우 사교육비 투자유무를 적용

해 측정되었으며 학업성취도 역시 전체 학교등수를 적용

하였다. 또한 Shin 등(201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학

업성취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교육비가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모의 학업관리, 자기조절학습능력

의 조절효과를 제시하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 등의 가외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향후 청소

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

의 학습관련 변인의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은 다양한 연

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될 필요성이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중학교 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

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을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와 

부모의 사교육비, 감독․애정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중학

생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 및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둘째, 남녀 중학생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된 반면 남

자 중학생의 경우 학습가치 및 부모의 감독이, 여자 중학

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예측함으로써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 중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의 감독․애정 및 중학생의 학습가치,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감독, 

월평균 사교육비,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가치)의 독립적인 영향력만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주요 교과목의 성적향상을 위

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주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

습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동기 및 인지, 행동을 끊임없

이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Synn & Lee, 2010)으

로, 오랜시간 동안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

다. 특히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된다. Synn과 Lee(2010)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이나 문제해결력, 학교생활 등 교육과 

관련한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업에 대해 높

은 관심을 가질수록 중학생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자녀

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제시됨에 따라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발달에 있어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중학생은 가정 외, 학교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된

다. 학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제

시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발달시키는데 주요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중학

교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습가치를 배양하는데 

있어 ‘가정교과’ 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교과’ 단원 중 ‘청소년의 자기관리’ 영역에서 

시간관리하기,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의 하위영역은 중학생

이 동기 및 인지,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정교과’ 내용은  

자기조절학습능력 배양에 효과적이라고 제시된 실천적 문

제중심 학습 및 협동학습 방법(Kim & Kim, 2000; Yu & 

Lee, 2013)의 적용이 용이하며, ‘가정교과’를 통해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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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진로개념에 근거해 진로교육을 수행 가능하므로

(Lee, 2012),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되어 학습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율

이 가장 높은 영어와 수학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사교육비, 부모의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영향력을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자기조

절학습능력이 제시된 점은 사교육 의존현상이 가열화되고 

있는 현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3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탐색한 횡단연구로, 향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교육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

교육 시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습자 변인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

함으로써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해 객관적인 성적자

료를 수집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학교를 통해 영어․수학 학업성적에 대한 자료를 확

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으

리라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학업성

취도를 예측하는데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가치가 주요

한 학습자 변인으로 제시됨에 따라 ‘가정교과’ 수업이 학

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체

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

교육비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의 감독․애정 및 중학

생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의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이 다양한 연구방

법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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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

습능력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자료를 활

용하여 수집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과목이 수학과 영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학과 영어과

목의 사교육 경험이 있는 중학생 1,123명과 그 부모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도구는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월평

균 사교육비, 부모의 감독․애정, 중학교 자녀의 학습가치, 중학교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중학생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과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남녀 중학생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된 반면 그 밖에 

남자 중학생의 경우 학습가치 및 부모 감독의 순으로, 여자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만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중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의 감

독․애정 및 중학생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

학생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 및 ‘가정교과’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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